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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자원 가이드 

DOING BUSINESS 
BIBLICALLY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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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TEMENT 
사훈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Proverbs 31:20 

WE EMPHASIZE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개인뿐 아니라 의료, 

종교, 자선 단체를 돕는 것에 중점을 둔다.  

 
WE BELIEVE  

 

 우리는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우리의 전문직과 

우리 기업이 속한 업계와 가운데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것이며, 단지 

적절한 서비스가 아니라 탁월하게 차별화된 공학 및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WE WILL USE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인 우리 능력의 

최선을 다해 건축 설계, 구조 공학, 주차 빌딩 상담,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한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잠언 31:20 



CORE 

VALUES 
근무 원칙 

Client Satisfaction 고객의 만족 

•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라. 고객, 거래처, 그리고 동료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라. 

•

반드시 그날 안으로 리턴콜 하라.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후속 조치를 행하라. 

•

보고를 잘 하라. 고객과 직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 



OUR 

PRINCIPLES 
우리의 원칙 

1. Employee Fulfillment 직원만족 

•

직원들이 기업 목적을 존중하는것과 동일하게 직원 개개인의 필요를 존중한다

•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포상과 인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

직원들이 그들의 열정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 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얻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2. Corporate Accomplishment as a Team  

    팀으로서의 성과 

•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기업 이미지를 강화한다.  

•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다. 

OUR 

PRINCIPLES 
우리의 원칙 



3. Distinguished Quality of Service 최상의 서비스 

•

품질문화를 장려한다. 

 

•

무결점을 향한 목표의식을 확고히 한다. 

 

•

혁신적이고 한결같은 디자인을 추구한다.  

OUR 

PRINCIPLES 
우리의 원칙 



 우리의 원동력은 최상의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다.  

 

OUR  

DRIVING  

FORCE 
우리의 원동력 



우리 기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

인간적 차원의 자질 – 고객의 손을 잡아주는 것,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

전 직원에게 완전하게 열린 경영을 실천한다.  

•

사람과 가족을 소중히 하는 가치관을 세운다.  

OUR  

ATTITUDE 
우리의 태도 



•

기업의 사명을 진심으로 믿는 직원들의 동기 

•

직무의 전문성 

•

최상의 서비스 

•

개별적인 관심 

OUR  

COMPETITIVE  

ADVENTAGE 
우리의 강점 



OUR FOUNDATION 

모든 내용은 잠언 31장: 10-31 에 기초 합니다. 



INSPIRATION 

PROVERBS 31:10 

A wife of noble character who can find?   

She is worth far more than rubies.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INSPIRATION 

PROVERBS 31:11 

Her husband has full confidence in her 

and lacks nothing of value.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INSPIRATION 

PROVERBS 31:12 

She brings him good,  not harm,  

all the days of her life.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INSPIRATION 

PROVERBS 31:15 

She gets up while it is still dark; 

she provides food for  

her family  and  

portions for her servant girls.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식구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INSPIRATION 

PROVERBS 31:16 

She considers a field and buys it; 

out of her earnings she plants a 

vineyard.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며 

 



INSPIRATION 

PROVERBS 31:17 

She sets about her work vigorously;  

her arms are strong for her tasks.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INSPIRATION 

PROVERBS 31:18 

She sees that her trading is 

profitable, and her lamp does not 

go out at night.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알고 밤에도 불을 끄지 아니하며. 

 



INSPIRATION 

PROVERBS 31:20 

She opens her arms to the poor 

and extends her hands  

to the needy.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팔을 펴며  

필요한 것이 있는 곳에 그녀의 손을 펼치며 

 



INSPIRATION 

PROVERBS 31:21 

When it snows,  

she has no fear for her household;  

for all of them are clothed in scarlet.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INSPIRATION 

PROVERBS 31:22 

She makes coverings for her bed; 

she is clothed in fine linen  

and purple.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INSPIRATION 

PROVERBS 31:23 

Her husband is respected at the 

city gate, where he takes his 

seat among the elders  

of the land.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INSPIRATION 

PROVERBS 31:25-26 

PROVERBS 31:25 

PROVERBS 31:26 

She is clothed with strength and dignity;  

she can laugh at the days to come. 
 

능력과 존귀함으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She speaks with wisdom,  

and faithful instruction is  

on her tongue.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INSPIRATION 

PROVERBS 31:27 

She watches over the affairs of her 

household and does not eat the 

bread of idleness.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INSPIRATION 

PROVERBS 31:28-30 

Her children arise and call her blessed; her 

husband also, and he praises her: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Charm is deceptive, and beauty is fleeting; 

but a woman who fears the LORD is to be praised.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INSPIRATION 

PROVERBS 31:31 

Give her the reward she has 

earned, and let her works bring 

her praise at the city gate.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MENTORING  

& COACHING 
멘토링과 코칭 

 

PRACTICAL APPLICATION OF P31 PRINCIPLES  P31 원칙의 응용 

•

는 회사에 헌신으로서 직원들의 전문, 개인 성장을  격려한다.

•
모든 직원들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
직원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

•
멘토링과 코칭을 제공한다. 



1. SUPERVISOR  수퍼바이저 

•

<수퍼바이저는 담당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관리>  

회사 내부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직원의 업무와 시간 효율, 경비 사용등 내부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리뷰를 진행한다. 

The best gift you can give someone is a chance. MENTORING  

& COACHING 
멘토링과 코칭 

 



2. TECHNICAL COACH  기술 코치 

•

<전문적 기술 향상에 관한 코칭> 

담당직원의 전문적인 기술 향상을 위하여 가이드를 제시하고, 발전과정에 있어서 모든 도움을 준다. 

수퍼바이저가 역할을 병행 하기도 한다. 

Teamwork –  

Together we can achieve more. 
MENTORING  

& COACHING 
멘토링과 코칭 

 



3. LIFE COACH  라이프 코치 

•

 

<직원 개인의 라이프 플랜에 관한 관리> 

직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업무방향 및 복지를 가이드 한다. 

직원 개인의 라이프 이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신적인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MENTORING  

& COACHING 
멘토링과 코칭 

 



 



이 프로그램의 비전은 600만 일터선교사를 훈련시키며 파송하여 세계의 일터를 세롭게 살리는 것 입니다.  

RAISING  

6 MILLION 

MARKETPLACE 

MISSIONARIES! 
 

600만 일터선교사를 일터로! 

6월 2017년,  P31, 사랑의 교회와 비블리컬 신학교 (미국)  

종합으로 첫 견본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1. In our Purpose we declare that: 
우리의 목표 : 

 

우리는 우리의 가정, 학교, 이웃, 일터,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선서합니다. 

(마 28:19-20, 행 1:8)  

  

DECLARATION 

AS  

MARKETPLACE 

MISSIONARY 
일터 선교사 선언문 



2.  In our Attitude, we declare: 
우리의 자세 :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선서합니다.                              

(마 22:37-40) 

 

 

우리는 이웃에게 다가갈 때 담대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할 것을 

선서합니다.                                                 

(롬 1:16, 마 5:14-16) 

DECLARATION 

AS  

MARKETPLACE 

MISSIONARY 
일터 선교사 선언문 



 

우리는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선서합니다.  

(요 3:8, 잠 16:3, 9, 엡 5:18) 

 

 

 

우리는 진정한 희생이 참된 성공의 지름길임에 확신함을 선서합니다. 

(빌 2:9) 

 

DECLARATION 

AS  

MARKETPLACE 

MISSIONARY 
일터 선교사 선언문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는 신실한 

선교사가 되기를 선서합니다. 

마

우리는 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삶에 주신 성령 충만의 

음악으로 기쁘게 연주해갈 것을 선서합니다 

느 시

DECLARATION 

AS  

MARKETPLACE 

MISSIONARY 
일터 선교사 선언문 



3. In our Strategy, we declare: 
우리의 실천 방법: 

우리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권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히 4:12, 잠 31:10) 

DECLARATION 

AS  

MARKETPLACE 

MISSIONARY 
일터 선교사 선언문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이들이 세속적 지위나 명예를 얻는 일에서 떠나 복음을 

전파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것을 선서합니다. 

(살전5:11, 고후 2:15) 

우리는 고객과 함께 일하는 이들이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도울 것을 선서합니다.                                                      (빌 2:3-4)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잠언 31장에 구현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선서합니다. 

DECLARATION 

AS  

MARKETPLACE 

MISSIONARY 
일터 선교사 선언문 



REFERENCES 

P31 WORKBOOK / 하형록 저 P31 성경대로 비지니스하기/ 하형록 저 

We encourage the use and application of this resource guide for your own business 
endeavors. We kindly request that ‘P31: The Official Business Resource Guide’ is 
properly credited when referencing any information from this guide.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visit our P31 BUSINESS website. 

CONTACT US 

EMAIL : P31@timhaahs.com 

WEBSITE : http://www.p31business.com 

  TimHaahs의 가이드 라인은 현재에도 회사 운영에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TimHaahs는 이 가이드 라인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 참된 비지니스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가이드의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 ‘P31: 

비즈니스 자원 가이드’에서 출처된 정보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스토리는 출간된 도서와 P31 BUSINESS 

웹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http://www.p31business.com/
http://www.p31business.com/
http://www.p31business.com/
http://www.p31business.com/
http://www.p31business.com/
http://www.p31business.com/

